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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기업의 웹 홈페이지에 자사의 재무정보를 자발적으로 공시한 기업이 공시하지 않은 기

업보다 유상증자를 통하여 외부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횟수가 더 많은지의 여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

다. 분석을 위한 연구모형에는 선행연구에서 자발적 정보공시와 관련이 있다고 제시된 기업규모, 수익

성, 부채비율 및 감사품질이 통제변수로서 추가로 포함되었다. 결과분석에서는 단일변량분석과 다변량분

석을 병행하여 실시되었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은 증거를 제시하고 있다. 첫째, 유상증자를 통하여 외부로부터 자금을 빈번히

조달하는 기업은 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인터넷을 통하여 재무정보를 더 많이 공

시하지는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외국의 선행연구결과와 일치되지 않았다. 이는 기업들의 재무정보가

이미 금융감독원을 통하여 먼저 공시되기 때문에 회사의 웹사이트를 통한 재무정보의 자발적 공시가 투

자자들에게 별다른 중요성을 갖지 않아서 경 자가 자금조달에 있어서 효익을 기 하지 않고 있기 때문

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둘째, 기업의 규모가 클수록 웹 상에 자발적으로 재무정보를 공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규모가

큰 기업들이 규모가 작은 기업보다 상 적으로 더 많은 부문에 걸쳐 업활동을 하고 있으므로 공시이유

나 공시사항도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기업광고와 신속한 정보공개를 위해서 웹 상 홈페이지를 운 하고

있으며, 또한 이를 통하여 재무정보도 공시하는 경향이 있음을 의미한다. 

셋째, 부채비율의 경우에는 부채비율이 낮고 안정성 지표가 높은 기업들이 자사의 우량한 자본구조를

공개하기 위해 웹상에 재무정보를 보다 많이 공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선행연구에서 몇몇 업종

에서 유의하게 나타난 수익성과 감사품질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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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최근 정보기술(information technology)의 급격한 발전으로 인하여 기업경 환경에

많은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자본시장과 회계환경에도 획기적인 혁신을 가져오

게 되었다. 특히 인터넷 기술의 발전은 다른 많은 생활의 변화와 함께 회계공시제도

의 방법과 효율성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기업은 금융감독원에 서면으로 제출해

야 했던 많은 재무보고서를 웹을 통하여 제출하게 되었고 기업의 재무자료를 이용하

는 정보이용자는 웹을 통하여 기업 재무자료를 이용할 수 있는 등 전자공시시스템은

정보제공자와 정보이용자의 양방향 의사소통의 장소로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기업은 홈페이지를 운용하여 자사의 기업홍보, 전자상거래, 커뮤니티 및 다양

한 컨텐츠 사업 등을 실시함으로서 기업활동을 위한 장소로 사용하고 있다. 최순재와

황국재(2001)의 연구에서 밝히고 있듯이 기업은 이 무형의 장소를 사용하여 기본적

인 정보 외에도 재무정보를 비롯하여 다양한 형태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인터넷 공시의 특징은 자발적이라는 점이다. 자발적 공시 여부는 공시에 따른 비용과

효익의 균형관계에서 결정된다. Eliott and Jacobson(1994)은 경 자가 자금을 공급하

는 투자자들에게 투자에 따른 경제적 위험을 평가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보다 많이 제

공함으로서 자본비용의 감소를 가져올 수 있는가에 해서 연구하 다. 이 연구에서

의 주된 관심사는 정상적이고 자발적인 회계정보공시를 통하여 자본비용이 감소됨으

로서 경 자가 효익을 얻을 수 있는가에 있었다. 이와 같은 자본비용과 회계정보의

자발적 공시 유인에 관한 연구로는 Lang and Lundholm(1996)과 Botosan(1997) 등의

연구가 있다. 이러한 연구들에서는 자발적인 공시형태로서 경 자 이익예측 공시, 부

분별 공시 및 기업설명회(IR) 등이 연구 상이 되고 있다.

Verrecchia(1983)는 기업의 재무공시와 관련된 사적비용과 공시에 따른 효익에 따

라서 자발적인 재무공시 여부가 결정된다고 주장하 고 그 외의 많은 선행연구에서

도 기업의 자발적인 공시 유인과 관계가 있는 기업특성변수에 한 분석이 실시되었

다. 하지만 기존의 연구들은 기업의 자발적 공시 형태로서 경제신문의 인터뷰 기사,

유상증자 전후의 기업설명회(IR) 등을 연구 상으로 하 고 그 외에 경 자 이익예

측정보 등이 연구 상에 포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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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기업이 소요자금이 필요할 때 유리한 조건으로 외부자금을 조달

하기 위해서 인터넷을 통하여 재무정보를 자발적으로 공시하고 있는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는데 있다. 또한 부수적으로는 인터넷을 통하여 자발적으로 재무공시를 하는

기업특성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본 연

구에서는 인터넷 웹사이트를 운 하는 기업을 상으로 하여 재무정보를 자발적으로

공시하는 기업(실험그룹)과 공시하지 않는 기업(통제그룹)으로 구분한 후, 두 그룹

간에 외부자금조달의 빈도와 기타 기업특성 변수의 차이 유무를 단일변량분석과 다

변량분석을 통하여 검증하 다.

연구결과, 규모기업일수록 그리고 부채비율이 낮은 기업일수록 인터넷을 통하여

재무정보를 자발적으로 공시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본 연구의 주

목적인 외부자금의 조달빈도는 인터넷을 통한 자발적 공시와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경 자가 자사의 재무정보가 이미 금융감독원을 통하여

먼저 공시되기 때문에 회사의 웹사이트를 통한 재무정보의 자발적 공시가 투자자들

에게 별다른 중요성을 갖지 않아서 자금조달에 있어서 효익을 기 하지 않고 있기 때

문으로 해석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는 회계정보의 자발적 공시와 인터넷을

통한 재무적 공시에 관한 선행연구를 검토하고 가설을 설정한다. 제3장에서는 연구

모형과 표본선정 및 변수측정 등의 연구설계에 해서 기술한다. 제4장에서 연구결

과를 분석하고,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는 연구결과의 요약 및 결론을 제시한다.

II. 선행연구의 검토 및 가설 설정

1. 회계정보의 자발적 공시 유인

기업을 계약의 집합체(nexus of contracts)로 인식하는 리인이론에 의하면 계약당

사자들은 자신의 효용을 극 화하기 위해서 상 방과의 정보불균형으로 인하여 초래

되는 이해상충의 갈등을 해소시키려는 방안을 강구하려고 한다. 기업에서의 이해상

충은 주주와 소액주주, 주주와 경 자, 주주와 채권자, 경 자와 종업원 등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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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간에 발생하나 그 중에서도 소유와 경 의 분리에 따른 주주와 경 자간의 이해

충돌이 많은 연구 상이 되어왔다. 이러한 이해상충의 관계에 있어서 경 자는 주주

에게 신뢰할만한 회계정보를 자발적으로 제공할 유인을 제공하게 된다. 특히, 기업경

자가 지분을 일부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주주는 경 자의 이기적 행위를 고려하여

기업가치를 할인하여 평가한다. 이러한 평가과정에서 주주들은 경 자의 행위를 통

제∙평가하기 위한 감시비용(monitoring cost)을 부담하며 이러한 비용은 궁극적으로

기업가치의 할인액에 반 된다. 경 자는 기업가치가 자신의 이기적 행위의 결과보

다 과 하게 할인된 경우 자신의 부에 해 손해를 입게 되며, 특히 외부주주의 감시

비용이 과다하다고 판단된 경우 이러한 비용을 줄임으로써 기업경 자 자신의 부를

보전하려는 유인을 가지게 된다. 따라서 경 자는 자신의 행위를 외부주주에게 스스

로 보고하는 수단의 하나로 회계정보를 자발적으로 공시하며, 이와 더불어 회계정보

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외부감사인을 스스로 고용하게 된다. 또한 기업경 자

가 지분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에도 경 자의 보상이 회계정보와 부분적으로 관련

을 갖고 결정되는 경우에 경 자는 신뢰할만한 회계정보를 자발적으로 공시하려는

유인을 갖는다.

또한 소유와 경 이 분리되어 있는 경우 경 자의 이기적 행위를 제약하는 요인으

로서 경 자 노동시장(managerial labor market)의 존재를 들 수 있다. Fama(1980)의

이론에 의하면, 경 자는 자신들의 행위가 노동시장에서 장기적으로 관찰되기 때문

에 신뢰할만한 회계정보를 자발적으로 공시하여 자신의 명성을 유지하여야 하며, 이

러한 행위가 장기적으로 자신의 부를 극 화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기업지배권

시장(market for corporate control)의 존재로 인하여 기업간에도 인수합병에 한 경쟁

관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경 자는 회계정보를 자발적으로 공시할 유인을 갖게 된다.

신호전달(signaling theory) 이론에서도 경 자는 자신이 알고 있는 사적정보

(private information)를 자발적으로 공시할 유인이 있다고 가정한다. 경 자가 자본시

장에서 한정된 외부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다른 기업과 경쟁관계에 있는 경우 신뢰

할만한 회계정보를 자발적으로 공시하는 기업은 자본조달능력에서 상 적으로 우위

에 있다는 신호를 전달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Wolk et al., 1992]. 우수한 경

능력이 있거나 높은 성과를 달성한 기업은 회계정보를 자발적으로 공시할 유인을 더

많이 가지게 되나 기업들간의 경쟁으로 인하여 상 적으로 열등한 성과를 올린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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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회계정보를 자발적으로 공시할 유인을 가진다. 왜냐하면, 우수한 기업이 회계정보

를 자발적으로 공시하고 나머지 기업을 회계정보를 자발적으로 공시하지 않을 경우

시장에서는 나머지 기업에 하여 성과가 아주 나쁜 것으로 평가하여 평균적으로 무

차별하게 하향 평가를 내리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보불균형면에서 보면 회계정보를

강제적으로 공시하도록 규제하지 않더라도 기업 경 자들은 자발적으로 회계정보를

자본시장에 공시하는 유인을 가지게 될 것이다.

2. 자발적 재무공시에 한 선행연구

인터넷을 통한 자발적 재무정보 공시(internet financial reporting)는 기업이 인터넷

웹 상에 자사의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재무정보를 자발적으로 공시하는 것을 말한다.

전통적인 재무정보 공시는 인쇄 매체를 통한 문서로서 규제기관에서 요구하는 정형

화된 형태(form)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반하여, 사이버 재무공시는 정적기술, 멀

티미디어기능, 화방식 및 지식경 을 포함한 정보화기술을 이용하여 다양한 형식

으로 용량 데이터 내용의 갱신, 실시간 정보제공, 장소제약의 해소, 완전공시 및 공

시비용의 절약 등의 혁신이 이루어진다[최순재∙황국재, 2001]. 우리나라 상장기업

의 공시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금융감독원도 매년 제출하는 사업보고서를 서면보고에

서 탈피하여 전자공시를 통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러한 공시는 신속하게 정

보이용자에게 전달되도록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관계법령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공시되는 재무정보가 아니고 자사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자발적으로 공시되는 재무정

보가 연구 상이다. 다음에서는 자발적 재무정보의 공시에 관련된 선행 연구에 해

서 검토하기로 한다.

정용기(1999)는 완전공시를 지향한 기술적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하 다. 연

구에서는 기본적으로 각 기업들이 자사의 데이터 베이스를 인터넷에 연동하여 자발

적으로 공시할 수 있도록 하여 정보 이용자들이 기존의 재무보고 형식이나 내용의 틀

에 구애받지 않고 자신의 필요와 선택에 의해 유용한 정보를 검색하여 활용할 수 있

도록 하는 공시모델을 설정하 다. 저자는 이 연구에서 기존 회계정보의 진부성, 입

수 가능한 정보의 제한 및 공시채널상의 한계 등의 장애요인 때문에 제 로 활용되지

못했던 회계정보를 웹 정보기술을 통한 회계데이터 베이스의 실시간 접근을 허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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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되어 새로운 공시모델이 기술적으로 가능할 뿐만 아니라 활용도 면에서도 보다 유

용하다고 주장하 다.

오준환(2000)은 정보화기술의 발전과 함께 새로운 보고패러다임으로 급속히 성장

하고 있는 사이버 재무정보공시체계의 현황을 분석하 다. 저자는 이 연구에서 기업

이 웹재무정보공시를 하는 동기를 조사하 고, 정보화 기술 발전의 관점에서 웹재무

정보 공시의 일반적 특성, 방법과 내용 및 정보가치 등을 분석하 다. 저자는 이 연구

에서 웹브라우저를 이용하여 국내기업의 웹재무정보공시 실태를 조사하여 미국기업

에 한 조사결과와 비교하 다. 또한 웹 재무정보 공시의 표준화 방안과 웹재무정보

공시에 한 기업, 이용자, 감사인 및 규제기관 등의 책임 및 역할에 해서 논의하

다. 연구 결과, 국내의 웹재무정보공시는 외국에서와 같이 전통적인 문서보고패러다

임의 범주를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으며, 웹 공시 내용 및 방법에 있어서 기존의

문서공시와 큰 차이가 없어서 웹 정보가 문서정보와 중복되는 문제와 함께 웹정보의

신뢰성 및 적시성의 문제를 제기하 다. 저자는 이어서 금융감독원와 증권거래소 등

의 공적인 공시시스템도 웹을 통한 전자제출방식을 채택하고 있어서, 이러한 공적 공

시시스템과 기업의 사적 공시시스템과의 상호 연계를 통한 효율성 제고도 필요하다

고 주장하 다.

최순재∙황국재(2001)는 우리나라 상장기업을 상으로 인터넷을 통한 재무정보공

시의 실태와 인터넷 재무정보공시에 향을 미치는 기업특성을 실증적으로 분석하

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2000년 6월 현재 우리나라 상장기업 중 상당수인 74%의 기

업이 웹사이트를 운 하고 있었으며 이중 재무공시를 하는 기업과 재무공시를 하지

않는 기업의 숫자는 반반으로 나타나, 인터넷 웹사이트를 재무정보의 공시에 이용하

는 기업의 비율이 아직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발적인 재무정보의 공시와

관련이 있는 변수로는 기업규모와 수익성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기업의 규

모가 크고 수익성이 높을수록 인터넷 재무공시를 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선

행연구와 일치되는 결과를 보 다. 

Lymer et al.(1999)은 인터넷 재무공시의 발전단계를 인쇄물 보완, 인쇄물 체, 새

로운 개념 도구화의 순으로 나누었고, 각각의 장∙단점을 기술하 다. 또한 그들은

의사결정자의 정보화에 필요한 인터넷 재무공시의 요소로서 분석가 보고서, 주가자

료, 기업관련 뉴스 및 경쟁력 분석 등을 지적하 으며, 실증 분석은 22개의 각기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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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국가들에 상장되어 있는 30개의 기업이 포함된 660개의 기업들을 상으로 실

시되었다. 연구 결과, 표본기업 중 84%가 웹사이트를 가지고 있었으며 그 중 62%가

재무정보를 웹사이트에 공시하는 것으로 관측되었다.

Ashbaugh, Johnstone and Warfield(1999)는 재무보고를 강화시키기 위해 인터넷 공

시를 하는 기업과 기업특성과의 상관관계를 연구하 다. 연구에서는 1997년 11월에

서 1998년 1월까지의 기간에 발표된 AIMR(Association for Investment Management and

Research)의 1994/5 및 1995/6년도 Annual Review of Corporate Reporting Practices에

포함된 290개 기업의 웹 공시 활동을 조사하 다. 그 결과 이들 기업 중에서 87%의

기업이 웹사이트를 가지고 있었으며, 이 중에서 30%는 재무정보가 미약하거나 없으

며, 70%는 재무정보를 공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에서는 또한 다음과 같은 결

과를 제시하 다. 첫째, 웹사이트를 가지고 있는 표본기업의 70%가 IFR(Internet

Financial Reporting)에 포함되고 있으며, IFR에 포함되어 있는 기업들은 규모기업

과 수익성이 높은 기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인터넷을 통하여 재무정보를 공시

하는 기업들은 AIMR가 문서기반에 의한 기업보고에 있어서 우수한 것으로 평가한

기업이었다. 셋째, 잠재적인 투자자들 그리고 실제주주들과의 의사소통의 필요성이

인터넷 공시를 하게 된 중요한 이유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질 높은 외부보고를 하는

기업들이 인터넷 공시를 정보이용자를 만족시키는 효과적인 의사소통 수단으로 활용

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Ettredge, Richardson and Scholz(1999a)는 인터넷 재무공시를 하는 기업들의 재무공

시 수준과 기업특성과의 관계를 연구하 다. 연구 결과, 인터넷 재무공시 수준은 기

업규모, 새로운 주식발행(자본조달)의 필요성 및 기업보고 활동의 질적 수준과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관측되었다.

Lang and Lundholm(1993)은 인터넷이 아닌 일반적 수단에 의한 자발적 공시 기업

들의 특성을 분석하 다. 이 연구에서는 기업의 자발적 공시와 경 성과, 기업규모,

경 자와 투자자사이의 정보불균형 정도, 외부에 한 법적 책임, 공시비용 및 주식

발행의 관계를 분석하 다. 연구의 결과는 자발적 공시수준과 기업규모 및 주식발행

과는 높은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냈지만 이익수준과는 부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liott and Jacobson(1994)은 자본비용과 정보공시수준과의 관계에 해서 연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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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저자들은 기업의 자본비용은 무위험자산에 한 투자수익률과 경제적 요인에 의

한 위험할증(risk premium) 및 정보위험할증(information risk premium)의 3가지 요인

으로 성립되는 바, 정보위험할증은 정보공시수준이 높을수록 낮아지기 때문에 자본

비용이 감소한다고 주장하 다. 즉, 투자자나 채권자가 요구하는 수익률은 기업의 위

험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 바, 기업정보에 한 공시수준이 높을수록 기업위험에

하여 정확히 평가되기 때문에 결국 자본비용이 감소하게 된다는 주장이다.

위와 같은 정보공시수준과 자본비용과 관련하여 Frankel, McNichols and

Wilson(1995)은 경 자는 외부에서 유리하게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이익예측정보

를 자발적으로 공시할 가능성이 높다는 가설을 설정하 다. 그러나 연구결과는 외부

에서 자금을 조달하려는 기업은 조달하기 직전에 이익예측공시를 할 가능성이 다른

시기에 비하여 더 크지는 않다는 증거를 제시하 다. 이러한 결과는 주식을 자주 발

행하여 자본을 조달하는 기업은 예측이익정보의 공시빈도가 많지만 법적 책임으로

인하여 주식을 발행하기 전에 그러한 정보를 공시하지는 않음을 의미하고, 호재성인

정보로 인한 혜택 못지 않게 법적 책임이나 평판의 악화 등에 한 우려로 인하여 낙

관적인 예측정보를 공시하지 않음을 밝히고 있다.

Botosan(1997)도 공시수준과 자본비용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 다. 저자는 연

차보고서에 발표된 자발적 공시수준에 의하여 점수를 측정하 고 이러한 점수와 자

본비용과의 관계를 연구한 결과, 두 변수간에 음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관측되었

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특정 기업을 담당하고 있는 재무분석가의 수가 많은 기업들에

만 나타났다. 이는 담당 재무분석가가 많은 기업은 자발적으로 정보를 많이 공시하여

정보이용자에게 비교적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여 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자금을 조달

하려는 전략을 채택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상에서 인터넷을 통하여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 재무공시와 기업특성에 관한 연

구와 자발적 공시와 자본비용과의 관계에 한 실증적 연구를 검토하 다. 이와 같은

검토를 토 로 다음에서는 가설이 설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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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가설

1) 외부자금 조달

Lang and Lundholm(1993) 및 Botosan(1997)의 연구에서는 외부자금을 조달하는데

소요되는 자본비용은 공시수준이 높을수록 낮아진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Frankel,

Mcnichols and Wilson(1995)도 외부자금조달을 빈번히 하는 기업은 이익예측정보의

공시를 증가시키는 경향이 있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의 이론적

근거로는 자본비용을 결정하는 한 가지 요인인 정보위험이 자발적인 공시수준이 높

을수록 투자자나 채권자에 의해서 정확히 평가되기 때문에 불확실성의 감소로 인하

여 요구수익률의 저하되고 결국 자본비용이 감소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혜택은 주식

발행을 통하여 외부로부터 자금조달빈도가 높은 기업이 보다 많이 누릴 것으로 기

된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가설이 설정된다.

가설 1: 주식발행을 통한 외부자금 조달의 빈도가 높은 기업일수록 인터넷 웹 상에

자발적으로 재무정보를 보다 많이 공시할 것이다.

2) 기업규모

Lang and Lundholm(1993) 및 Botosan(1997)의 연구에서 기업규모가 자발적 공시에

향을 주는 변수로 나타났다. 정보공시에 따른 비용부담은 기업규모에 따라서 달라

진다. 소규모 기업이 부담하는 정보공시비용은 규모 기업에 비해서 상 적으로 크

다고 할 수 있으며, 규모 기업의 경우 각종 시장에 존재하는 정보원천에 의해서 각

부문의 성과가 잘 알려져 있어 정보공시로부터 발생할 경쟁상의 불이익 또한 상 적

으로 적을 수 있다. 또한 규모가 큰 기업은 규모가 작은 기업보다 상 적으로 더 많은

부문에 걸쳐 업활동을 하고 있으므로 공시이유나 공시항목도 많이 발생할 것이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가설이 성립한다.

가설 2: 규모가 큰 기업일수록 인터넷 웹 상에 자발적으로 재무정보를 보다 많이

공시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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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익성

최순재∙황국재(2001)는 인터넷을 통한 자발적 공시기업과 비공시 기업간의 기업

특성 차이를 조사하기 위하여 총자산수익률로 측정한 수익성 변수를 검증하 다. 그

결과 일부 업종에서는 공시기업과 비공시 기업간에 수익성에서 차이가 있어 자발적

공시기업의 수익성이 비공시기업에 비하여 더 높았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들에

서 빈번히 사용하 던 수익성 변수를 총자산수익률(ROA)로 측정하여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 다.

가설 3: 기업의 수익성이 높은 기업일수록 인터넷 웹 상에 자발적으로 재무정보를

보다 많이 공시할 것이다.

4) 부채비율(DEBT)

Marshall(1974), Pastena(1979, 1981) 및 Dye(1985) 등의 연구에서는 자발적 공시

유인을 가지는 기업특성 변수의 하나로 부채비율이 사용되었다. 리인 이론에 의하

면, 주주와 채권자들은 발행된 주식이나 채권을 구입할 때 자신의 부(wealth)로 이전

하려는 경 자의 유인을 감시하기 위한 비용을 추정하여 지불하고자 하는 가격에 반

시키려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경 자는 주주나 채권자가 추정하는 감시비용을 감

소시키며 또한 외부자금조달에 따른 자본비용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기업정보를 자발

적으로 공시하는 유인을 가질 것이다. 안정성 지표로서의 부채비율이 낮은 기업이 우

월한 자본구조를 외부에 과시하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웹에 재무공시를 하게 될 것이

다. 또한 부채비율이 낮은 기업은 외부의 채권자들이 보다 많은 감시비용을 요구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내부정보를 적극적으로 공시할 것이므로 다음과 같은 가설이

설정된다.

가설 4: 부채비율이 낮은 기업일수록 인터넷 웹 상에 자발적으로 재무정보를 보다

많이 공시할 것이다.

5) 감사품질

오준환(2000)은 웹 재무정보공시를 한 기업과 감사인의 책임에 하여 연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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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연구에서는 웹사이트의 정보에 의존하여 의사결정을 한 이용자들이 기업을 상

으로 소송을 제기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웹정보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법적 분쟁을 미

연에 방지할 수 있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기업은 법적 책임에 해

서 검증(감사)된 자료와 검증되지 않은 자료(예로 판매예측)를 명확히 구분하여 제

공함으로서 정보이용자들에 한 기업의 책임한계를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하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정보이용자와 기업간에 존재하는 정보불균형 문제와

감사에 따른 법적 책임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편으로서의 회계감사 중요성을 인식

하여 감사품질이 높은 회계법인을 외부감사인으로 선정한 기업일수록 높은 감사품질

을 과시할 목적으로 웹 상에 자발적으로 재무공시를 한다고 판단하여 다음과 같은 가

설을 설정하 다.

가설 5: 감사품질이 높은 형회계법인을 선임한 기업일수록 인터넷 웹 상에 자발

적으로 재무정보를 보다 많이 공시할 것이다.

III. 연구설계

1. 표본기업의 선정

본 연구에서는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기준에 의해서 표본기업

을 선정하 다. 

(1) 2000년 6월 현재 상장회사 중 금융업을 제외한 기업

(2) 한국신용평가주식회사의 KIS-FAS 재무자료 이용이 가능한 기업

(3) 2002년 상장회사협의회 DATA-BASE 기업자료 CD 이용이 가능한 기업

표본선정기준 (1)과 (2)는 최순재∙황국재(2001)의 연구와 동일하다. 최순재와 황

국재의 연구에서는 이러한 선정기준에 의해서 604개 기업을 연구 상으로 조사하

으며, 웹사이트 운 기업의 특성은 이 가운데 웹사이트가 있는 450개 기업을 분석

상으로 하 다. 본 연구에서는 450개 기업 가운데 2002년 현재 청산 및 합병회사 37

개, 기타 2002년 5월 현재 재무자료 이용이 가능하지 않은 89개 기업, 합계 126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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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을 제외한 324개 기업을 상으로 조사하 다. 이 가운데 자발적으로 재무정보를

공시한 기업(실험그룹)이 158개 기업, 공시하지 않은 기업(통제그룹)이 166개 기업

이었다.

2. 변수의 측정

연구가설에 포함된 변수는 다음과 같은 방법에 의해서 측정되었다. 즉, 유상증자여

부를 측정한 변수와 형회계법인의 선임여부를 제외한 변수는 한국신용평가주식회

사가 발간한 KIS-FAS 2002년도 자료를 통하여 1999년 12월31일을 기준으로 계산하

고, 연구에 관련된 재무자료는 감사지적사항이 반 된 재무제표에 근거하여 계산

하 다. 또한 유상증자여부와 형 회계법인 선임여부는 한국상장회사협의회에서 제

공하는 자본금 변동사항과 사업보고서 등의 내용이 수록된 CD를 통하여 일일이 조

사되었다.

1) 외부자금조달(EXTFIN)

외부자금조달은 연구기간 중의 유상증자의 여부에 의해서 측정되었으며, 제 3자

공모에 의한 유상증자만을 외부자금조달로 보았다. 측정방법은 1999년 또는 2000년

에 적어도 유상증자를 한 번 이상 실시한 기업은 1, 그렇지 않은 기업은 0의 방식을

채택하 다.

2) 기업규모(LNSIZE) 

기업규모는 총자산, 매출액 및 자기자본의 시장가치 등 다양한 방법으로 측정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많은 선행연구들과 같이 총자산에 자연로그(ln)를 취한 값으로

측정하 다.

3) 수익성(ROA)

수익성 측정치로는 당기순이익을 총자산으로 나눈 총자산수익률(ROA), 당기순이

익 및 주당순이익(EPS) 등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서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는 총자산이익률(ROA)를 사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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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A = 당기순이익 / 총자산

4) 부채비율(DEBT)

부채비율은 부채를 자기자본으로 나누어 측정하 다.

DEBT = 부채 / 자기자본

5) 감사품질(BIG6)

감사품질을 측정하는데 있어서 외국 회계법인들과 제휴한 형회계법인과 제휴한

삼일, 안건, 산동, 청운, 안진 그리고 화를 외부감사인으로 선임한 기업은 감사품질

이 높은 기업으로 1, 기타 회계 법인을 선임한 기업은 감사품질이 낮은 기업으로 0으

로 측정하 다.1)

3. 연구분석방법

연구가설의 검증을 위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측정한 기업특성변수가 실험그룹과

통제그룹 기업간에 차이가 있는지를 조사하기 위한 단일변량분석과 다변량 분석을

병행하여 실시하 다. 단일변량 분석의 경우 부분의 재무비율이 정규분포가 아닐

가능성이 크므로 t 검증 뿐만 아니라 Mann-Whitney U 검증을 실시하 다. 또한 단일

변량분석에서 독립변수간에 상관관계가 존재할 때는 검증결과의 해석이 어렵기 때문

에 다음과 같은 logit 모형을 설정하여 다변량분석을 실시하 다. 다변량분석을 위해

서는 변수를 하나씩 추가하여 검증하는 모형 1부터 모형 5까지 다섯 가지 모형이 설

정되었다.

Z = α + β1EXTFIN + β2LNSIZE + β3ROA + β4DEBT + β5BIG6 + 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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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2년 6월 현재 산동, 청운 회계법인은 청산하 으나, 1999년 당시를 기준으로 조사하 기

때문에 이들을 포함한 6개 법인을 기준으로 하 다.



Z: 1 (웹상에 기업재무정보를 자발적으로 공시한 기업)

0 (웹상에 기업재무정보를 자발적으로 공시하지 않은 기업)

EXTFIN: 1 (제3자 공모를 통한 유상증자 실시기업)

0 (제3자 공모를 통한 유상증자 미실시기업)

LNSIZE: 총자산에 자연로그를 취한값

ROA: 총자산수익률(당기순이익/총자산)

DEBT: 총부채/자기자본

BIG6: 1 ( 형 6개 회계법인을 외부감사인으로 선임한 기업)

0 (기타 회계법인을 외부감사인으로 선임한 기업)

ε: 잔 차

IV. 연구결과의 분석

1. 기술통계량

실증분석에 앞서 검증모형에 포함된 변수들의 기술통계량을 제시하고 상관관계를

분석하 다. 연구에 사용되는 기업특성변수들의 기술통계량은 <표 1>에 나타나 있

다. <표 1>은 기업특성 변수의 평균, 표준편차, 중위값, 최소값 그리고 최 값 등의

통계량을 나타내고 있다. 

총자산규모(LNSIZE)로 측정한 기업규모의 평균은 19.39, 중위값은 19.19, 그리고

최 값은 24.88, 최소값은 16.62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각 통계치간에 큰 차이가 없

는 이유는 자연로그에 의해서 최초값을 변환하 기 때문이다. 총자산이익률로 측정

한 수익성(ROA)은 평균이 -0.027%, 중위값은 0.03%를 나타내고 있으며, 최 값은

4.22%, 최소값은 -4.46%로 나타나고 있다. 평균이 중위값보다 낮은 이유는 몇몇 기

업의 수익률이 낮기 때문에 분포가 좌측으로 왜곡되었기 때문이다. 부채비율의 경우

에는 평균이 0.68%, 중위값이 0.60%, 최소값은 0.08%, 최 값은 2.89%로 나타나고

있어 평균과 중위값에 있어서 큰 차이가 없다. 그러나 최 값이 매우 높아 몇몇 기업

은 부채의존도가 매우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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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관관계분석

실증분석에 포함된 주요변수들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표 2>에 제시되어 있

다. <표 2>에서 각선 좌측 하단은 Pearson 상관계수를 나타내고 있으며, 우측 상단

은 Spearman 상관계수를 나타내고 있다. Pearson 상관계수를 보면, 외부자금조달

(EXTFIN)은 기업규모(LNSIZE)와 감사품질(BIG6)과 1% 수준에서 유의한 양의 상

관관계를 보이고 있으며, 기업규모(LNSIZE)는 감사품질(BIG6)과 역시 1% 수준에

서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수익성(ROA)은 부채비율(DEBT)과 음의 상관관

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Spearman 상관계수도 부채비율을 제외하고

는 Pearson 상관관계와 동일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주목할 점은 Spearman 상관계

수에 의하면 부채비율은 기업규모와 양의 상관관계를 보여 기업규모가 클수록 부채

비율이 높으며, 또한 부채비율이 높을수록 금융비용의 부담이 높아 수익성은 저하되

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에서 보듯이 변수들간의 상관관계로 인하여 다중공선성

의 문제점이 존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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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기술통계량

변수명 평 균 표준편차 중위값 최소값 최 값

EXTFIN 0.39 0.49 0 0 1
LNSIZE 19.39 1.43 19.19 16.62 24.88

ROA –0.027 0.45 0.03 –4.46 4.22
DEBT 0.68 0.40 0.60 0.08 2.89
BIG6 0.61 0.49 1 0 1

주) 변수에 한 설명.

EXTFIN: 주식발행을 통한 유상증자실시 유의를 의미하고 유상증자 실시기업은 1, 실시하지

않은 기업은 0으로 측정.

LNSIZE: 기업규모(총자산에 자연로그를 취한 값).

ROA: 수익성(당기순이익/총자산).

DEBT: 부채비율(총부채/자기자본).

BIG6: 감사품질을 의미하고 형 6개 회계법인을 외부감사인으로 선임한 기업은 1, 기타 회계

법 인을 외부감사인으로 선임한 기업은 0으로 측정.



3. 단일변량분석

자사의 홈페이지를 가지고 있는 기업 중 웹 상에 재무정보를 자발적으로 공시한 실

험그룹과 공시하지 않은 통제그룹간에 변수값의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한 단일변량분

석의 결과는 <표 3>에 나타나 있다. <표 3>은 t 검증과 변수분포에 있어서 비정규성

을 감안하여 실시한 Mann-Whitney U 검증의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표 3>을 보면,

기업규모는 t 검증과 U 검증 모두 1% 수준에서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실험그룹(1)이

통제그룹(0)보다 규모가 큰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U 검증에 의한 결과를 보면, 수익

성변수가 역시 1% 수준에서 유의하 으며, 실험그룹의 수익성이 통제그룹의 수익성

보다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부채비율 역시 두 집단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

이가 있으며, 실험그룹의 부채비율이 통제그룹 보다 낮은 것으로 관측되었다. 단일변

량에 의한 위와 같은 결과는 연속변수로 측정한 통제변수가 포함된 가설에서 예측한

방향과 모두 일치하여 가설 2, 가설 3 그리고 가설 4가 모두 지지되고 있음을 보여주

고 있다.

한편, 명목변수로 측정한 감사품질의 단일변량분석결과는 <표 4>에 나타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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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독립변수간의 상관계수

EXTFIN LNSIZE ROA DEBT BIG6

EXTFIN 0.196** -0.084 0.092 0.202**
(0.000) (0.132) (0.097) (0.000)

LNSIZE 0.199** 0.031 0.142* 0.165**
(0.000) (0.578) (0.011) (0.003)

ROA 0.051 -0.018 -0.546** 0.037
(0.359) (0.747) (0.000) (0.507)

DEBT 0.059 -0.063 -0.143* 0.004
(0.292) (0.259) (0.010) (0.939)

BIG6 0.202** 0.197** 0.053 -0.102
(0.000) (0.000) (0.343) (0.068)

1) 각선 하단은 Pearson 상관계수, 상단은 Spearman 상관계수를 의미함.

2) **는 0.01 수준에서, *는 0.05 수준에서 유의함을 의미함.



<표 4>에 의하면 형회계법인 선임의 분포가 두 표본그룹에 있어서 독립적이라는

가설에 한 χ2 값은 6.878로서 1% 수준에서 기각된다. 실험그룹 중 Big6를 선임한

비율이 69.0%인데 비하여, 통제그룹은 54.8%로 나타나 실험그룹의 형회계법인 선

임비율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형회계법인을 선임하여 감사품

질이 높은 기업일수록 웹 상에 재무정보를 자발적으로 공시한다는 가설 5를 지지하

고 있음을 의미한다.

<표 5>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재무정보를 자발적으로 공시한 실험그룹과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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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실험그룹과 통제그룹간의 단일변량분석

가설 예측 변 수 재무정보공시기업(1) 재무정보비공시기업(0) t 검증 U 검증

방향 평 균 중위값 평 균 중위값 (p값) (p값)

1 + EXTFIN 0.4000 0.000 0.3900 0.000 (0.348)

2 + LNSIZE 19.7211 19.326 19.0855 19.100 4.040** 3.291**
(0.000) (0.001)

3 + ROA 0.0060 0.030 -0.058 0.020 1.277 4.015**
(0.203) (0.000)

4 - DEBT 0.5949 0.560 0.7791 0.670 -4.179** -4.232**
(0.000) (0.000)

5 + BIG6 0.6700 1.000 0.5500 1.000 (0.012)

1) t 검증과 U 검증은 각각 t-test와 Mann-Whitney U-test에 의한 p값을 의미함.

2) **는 1% 수준에서 유의함을 의미함.

3) 가설 1과 가설 5에 한 p값은 각 변수값의 분포가 두 표본집단에 독립적인가의 여부를 분석한

<표 4>와 <표 5>의 분할표에 의한 2에 한 것임.

<표 4> 자발적 공시와 회계법인 선임

실험그룹(1) 통제그룹(0) Total

Big6 선임 109 91 200
Non-Big6 선임 49 75 124

Total 158 166 324

χ2(p값) 6.878 (0.012)



시하지 않은 통제그룹의 유상증자를 통한 자금조달 횟수를 나타낸 분할표이다. <표

5>의 1999년 자료에 의하면, 실험그룹은 158개 기업 중 36.7%인 58개 기업이 유상

증자를 1회 이상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제그룹은 166개 기업 중 28%인 48개

기업이 1회 이상 유상증자를 실시한 것으로 나타나 실험그룹의 유상증자 회수가 높

았다. 2000년 자료를 보면, 실험그룹의 12.06%인 19기업이, 그리고 통제그룹의

12.7%인 22개 기업이 각각 유상증자를 1회 이상 실시한 것으로 나타나 거의 차이가

없다. 한편, 두 연도를 통합한 자료에 의하면 유상증자를 1회 이상 실시한 비율이 각

각 실험그룹 48.7%, 통제그룹 42.1%로 나타났다. 각 연도별 및 두 연도를 통합한 자

료에 해서 인터넷을 통한 재무공시와 자금조달횟수의 독립성가설에 χ2 값은 모두

채택된다. 따라서 인터넷을 통한 재무공시기업이 외부자금조달의 빈도가 높다는 가

설 1은 지지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상과 같은 단일변량분석은 앞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독립변수간에 상관관계가 존재하여 해석상에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다음

에서는 모든 변수를 동시에 포함하는 다변량분석을 실시하 다.

4. 다변량분석

모든 독립변수를 포함하여 실시한 다변량분석 결과는 <표 6>에 제시되어 있다. 연

구에서는 회사의 웹 상에 재무정보를 자발적으로 공시한 기업을 1로, 공시하지 않은

기업을 0으로 외부자금조달을 측정하 기 때문에 logit 모형에 의하여 분석이 실시되

었다. 연구결과를 분석하기 위해서 실험변수인 유상증자여부(EXTFIN)만을 포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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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자발적 공시와 유상증자 실시

1999년 2000년 1999년�2000년

유상증자 실험그룹 통제그룹 계 실험그룹 통제그룹 계 실험그룹 통제그룹 계

실시횟수 (1) (0) (1) (0) (1) (0)

0 100 118 218 139 144 283 239 262 501
1회 이상 58 48 106 19 22 41 77 70 147

계 158 166 324 158 166 324 316 332 648

χ2(p값) 2.333(0.155) 0.110(0.867) 0.995(0.348)



모형 1과 통제변수를 하나씩 추가한 기타 모형을 설정하 다. <표 6>을 보면 모형 1

을 제외하고는 χ2 값이 모두 1% 수준에서 유의하 다. 예측정확도는 모형 1은 51%

를 보이고 있는 반면, 통제변수가 포함된 모형들은 56%에서 65%를 보여 통제변수가

설명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EXTFIN 변수는 모든 모형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서 가설 1은 지지되지

않는다. 그러나 통제변수로서 모형 2에서 모형 5까지에 포함된 LNSIZE는 1% 수준

에서 유의한 양의 계수 값을 갖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2가 지지되고 있음을 알 수 있

다. 또한 모형 4와 모형 5에 포함된 DEBT는 모두 1% 수준에서 유의한 음의 값을

갖고 있어 가설 4가 지지되고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규모기업이 인터넷 홈페이지

를 통하여 재무정보를 공시하여 정보이용자의 정보이용에 편의를 제공하고 있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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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다변량 Logit 분석 결과

Z = α + β1EXTFIN + β2LNSIZE + β3ROA + β4DEBT + β5BIG6 + ε

가설 예측부호 변수 모형 1 모형 2 모형 3 모형 4 모형 5

상수항 -0.061 -6.524* -6.639* -5.818* -5.725*
(0.338) (0.000) (0.000) (0.001) (0.001)

1 + EXTFIN 0.045 -0.151 -0.173 -0.091 -0.145
(0.842) (0.528) (0.472) (0.714) (0.564)

2 + LNSIZE 0.337* 0.334* 0.349* 0.335*
(0.000) (0.000) (0.000) (0.000)

3 + ROA 0.371 0.174 0.151
(0.173) (0.619) (0.670)

4 - DEBT -1.438* -1.429*
(0.000) (0.001)

5 + BIG6 0.318
(0.201)

χ2(p값) 0.040 16.649* 18.692* 35.266* 36.904*
(0.842) (0.000) (0.000) (0.000) (0.000)

예측정확도 51.00% 56.00% 56.00% 64.40% 65.60%

주 1) 괄호안은 계수추정치에 한 p값을 의미함.

2) *는 1% 수준에서 유의함을 의미함.



의미한다. 부채비율의 경우 차입금의존도가 낮은 기업일수록 재무정보를 자발적으로

공시하는 경향을 보여 우량한 자본구조를 외부에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Lang and Lundholm(1993)과 최순재∙황국재(2001)의 선행연구에서의 연구결과와 일

치한다. 

본 연구에서는 가설 1이 지지되지 않는다. 이는 유상증자를 통하여 외부로부터 자

금을 빈번히 조달하는 기업이라 하더라도 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자금을 조달하기 위

해서 인터넷을 통하여 재무정보를 공시하지는 않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결과

는 Frankel, McNichols and Wilson(1995), Botosan(1997), Ettredge et al.(1999), Lang

and Lundholm(1993), 그리고 Eliott and Jacobson(1994) 등의 외국자료에 의한 선행연

구에서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정보를 공시함으로서 자본비용을 감소시키는 경향이 있

다는 결과와 일치하지 않는다. 이는 아마도 기업들의 재무정보가 이미 금융감독원을

통하여 먼저 공시되기 때문에 회사의 웹사이트를 통한 재무정보의 자발적 공시가 투

자자들에게 별다른 중요성을 갖지 않아서 경 자가 자금조달에 있어서 효익을 기

하지 않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V. 결 론

본 연구에서는 기업의 웹 홈페이지에 자사의 재무정보를 자발적으로 공시한 기업

이 공시하지 않은 기업보다 유상증자를 통하여 외부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횟수가

더 많은지의 여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 다. 이러한 연구가설의 이론적 근거는 외부

자금조달을 빈번히 하는 기업은 보다 많은 정보공시를 통하여 정보위험을 감소시켜

결국 낮은 자본비용의 혜택을 기 할 수 있다는 점에 있다. 분석을 위한 연구모형에

는 선행연구에서 자발적 정보공시와 관련이 있다고 제시된 기업규모, 수익성, 부채비

율 및 감사품질이 통제변수로서 추가로 포함되었다. 결과분석에서는 단일변량분석과

다변량분석을 병행하여 실시되었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은 증거를 제시하고 있다. 첫째, 유상증자를 통하여 외부로부

터 자금을 빈번히 조달하는 기업이라 하더라도 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자금을 조달하

기 위해서 인터넷을 통하여 재무정보를 더 많이 공시하지는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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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의 선행연구결과와 일치되지 않았다. 이는 기업들의 재무정보가 이미 금융감독

원을 통하여 먼저 공시되기 때문에 회사의 웹사이트를 통한 재무정보의 자발적 공시

가 투자자들에게 별다른 중요성을 갖지 않아서 경 자가 자금조달에 있어서 효익을

기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둘째, 기업의 규모가 클수록 웹 상에 자발적으로 재무정보를 공시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이는 규모가 큰 기업들이 규모가 작은 기업보다 상 적으로 더 많은 부문에 걸

쳐 업활동을 하고 있으므로 공시이유나 공시사항도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기업광

고와 신속한 정보공개를 위해서 웹 상 홈페이지를 운 하고 있으며, 또한 이를 통하

여 재무정보도 공시하는 경향이 있음을 의미한다. 

셋째, 부채비율의 경우에는 부채비율이 낮은 기업들이 자사의 웹 상에 재무정보를

보다 많이 공시하여 안정성 지표가 높은 기업들이 우량한 자본구조를 공개하기 위해

서 웹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선행연구에서 몇몇 업종에서 유의하게 나

타난 수익성과 감사품질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는 외부자금조달을 측정하는데 있어서 두 회계연도만을 포함

하여 조사기간이 매우 한정된 점을 들 수 있다. 또한 기업 홈페이지상의 재무정보공

시 수준을 고려하지 못하 고, 자발적 공시와 관련이 있다고 본 연구모형에 포함된

변수 외에도 다수의 재무적 그리고 비재무적 변수가 존재할 수 있으나 이들이 생략되

었다. 그 외에도 기업의 홈페이지에 의한 공시보다 강제적 공시인 금융감독원의 전자

공시시스템에 의한 공시가 더 빠를 경우 이를 자발적 공시로 볼 수 있느냐에 한 문

제점이 있다.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조사기간을 확 하고 보다 많은 변수를 연구모형

에 포함하여 모형설정상의 오류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으며 기타의 한계점을 보완해

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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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Voluntary Financial Disclosure through the
Internet and External Financing Activities

Jung-Ho Choi**
Byoung-Jin Kim**

ABSTRACT

Financial disclosure is to provide useful information necessary for users of that information

to make rational decisions. Timeliness is one of the attributes required to make information

relevant to decision making. The Web-based financial reporting is now expanding at a

growing rate and remarkably reporting environment regarding format, content and spee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empirically the effects of firm characteristics on

voluntary financial disclosure through internet in Korean capital market. The examination

period covered from January 1, 1999 to December 31, 2000, and 324 firms listed on the

Korean Stock Market were chosen as samples for this study. The samples were divided into

two groups of firms. The first group(experimental group) is composed of firms disclosing

financial information voluntarily through internet. The second group(control group) is

composed of firms not doing so.

Research model includes external financing(stock issuances), firm size, profitability, debt

ratio and audit quality as independent variables.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 First,

large firms tend to disclose financial information more frequently through internet than sm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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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rms. Second, firms with low debt rate tend to disclose financial information more frequently

through internet than firm with high debt rate. However, there is no tendency that firms

relying to heavy capital raising through stock issuance disclose financial information more

frequently through internet compared with the firms not doing so.

Keyword: Web-based financial reporting, voluntary financial disclosure through inter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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